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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분석하라
감독해럴드래미스
전형적인‘패 리(?)’문화에서 자라온 로버트

드 니로는 예정 로 자신이 보스가 될 시간이

다가오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급기야 숨쉬

기도힘들어지고 가족은물론이고정부와도 소

원해지고똘마니는어떻게 하면 다른조직들로

부터 비 을 유지할 지 해결책에 고심한다. 나

름 로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던 정신과 의

사 빌리 크리스탈은 마피아의 차와 사고를 일

으켜 명함을 쥐어준 덕택에 그의 상담원이 되

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TV시리즈「프

렌즈」와 <섹스의 반 말>에서 뛰어난 푼수 연

기를 보여주었던 리사 쿠드로가 가세한다. <이

것을 분석하라>는 개봉 4주 째인 현재도 2위

자리를 고수하며 99년 벽두 부터 박스 오피스

를 점령하고 있는 워너의 전위부 역할을 톡

톡히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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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힘
감독브론윈휴즈
차근차근작은성공을거둬나가는드림웍스가로맨틱 코미디로99년의포문을열었

다. 벤애플렉과산드라블록이라는그다지어울리지않는조합이지만<체이싱아미>

와<당신이잠든사이에>를떠올린다면‘어쩌면’이라는말을 하게될지도모른다. 같

은 비행기에 탄 인연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이 두 남녀는 비행기와 열차사고, 화재에

태풍까지겪으며서로에 해호감을갖게된다. 로맨틱코미디의전형을그 로따르

는듯하지만결혼을앞둔남자의심리묘사와여성의현실과선택이라는측면을 보탬

으로써가뿐히뛰어넘으려는전략이돋보인다는현지평이다.

트루 크라임
감독클린트이스트우드
알콜중독과 가정문제로 몰락해가는 한 기자가

사형수와인터뷰하던도중의문을품고사건을

다시 추적해 나간다. 하지만 사형집행 전까지

그에게주어진시간은단지12시간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자신의스물한번째작품에서다

시한번 쇠락한기자로분한다. 여기에어이없

이죽음을기다려야만하는사형수로는스파이

크 리의 화에서 낯익은 이사야 워싱턴(<클락

커즈>, <걸6>, <버스를타라>, <브룩클린의아이

들>)이, 신문사 편집장으로는 제임스 우즈가

출연한다. 또한<미드나잇가든>에서조지아주

사바나 부호들의 문화를 빼어나게 묘사했던

헨리 범스태드가 미술을 맡아 기 를 모은다.

개봉과동시에3위에 오른<트루크라임>은클

린트이스트우드 화의고정팬들의존재를다

시한번확인하게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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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 Adams  

You¡¡ flflve Got Mail 

The Prince of Egypt 

Stepmom  

Bug¡¡ flfls Life 

Payback 

Shakespeare in Love 

She¡¡ flfls All That

Analyze This 

Varsity Blues  

gross to date

132,523,485 

114,074,712 

98,411,7120

90,488,772 

73,780,327

77,905,388

73,192,745 

60,164,830 

57,153,515

52,289,839

weeks in release

12wks 3days

13wks 3days

13wks 3days

12wks 3days

17wks 3days

6wks 3days

14wks 3days

7wks 3days

2wks 3days

9wks 3days

여전히 올해의 승자는(아직까지는?) 유니버설의 <패치 아담스>이다. 하지만 개봉 직후 2,3주가 최고 흥행을

기록하는 관례를 깨고, 점점 상승하고 있는‘ 기만성’형<셰익스피어 인러브>는아카데미 13개부문 노미네이

트에 작품상 수상으로 위세가 당당하기만 하다. 

그간 침체됐던 워너와 소니, MGM이박스 오피스에서 오랜만에 선전하고 있다. 특히 워너는 <병속의 메시지> 이후

<이것을 분석하라>로98년초반에 강세를 떨치고 있다. 폭스와 디즈니가 다소 주춤해 있지만 이런 흐름이 썸머 시

즌이 시작되는 5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에 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1998년크리스마스시즌부터누적된기록이며굵은 씨는현재미국에서개봉중인 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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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s of Nature 

Analyze This 

True Crime 

Baby Geniuses  

Cruel Intentions

The King and I

The Rage: Carrie 2 

The Corruptor 

Shakespeare in Love 

The Deep End of the Ocean 

Dreamworks 

Warner Bros 

Warner Bros 

Sony

Sony

Warner Bros 

MGM 

Lew Line 

Miramax

Sony

13,510,728

57,158,515

5,278,109

11,838,466

29,871,102

4,007,565

12,615,614

L10,918,321

73,192,745

10,002,082

잔인한 의도
감독로저컴블
희 의 바람둥이 발몽의 이야기는 스티븐 프리어즈와

로스 포만에 의해 <위험한 관계>, <발몽>으로 이미

만들어진바 있다. 무 를 현재 미국의 10 들의 세계

로옮긴다면?  여기순진한소녀를사이에놓고게임을

벌이는배다른남매발몽과캐서린역에<나는네가지

난여름에한일을알고있다>의사라미셀겔러와라이

언필립이출연한다. 10 시장을 노린 화들이다수

제작되고있는헐리우드의분위기속에서개봉된<잔인

한 의도>는 개봉 3주째인 현재 2천 9백만 달러의 수익

을올렸다.

타락자
감독제임스폴리
주윤발과마크왈버그, 제임스폴리가만나

고 여기에 올리버 스톤이 가세한다면? <타

락자>는 본래 주윤발의 헐리우드 데뷰작으

로예정되었던작품. NYPD의고참형사인

주윤발과선배의진가를아직잘모르고이

상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신참 경찰 마크

왈버그는 차이나타운의 갱들과 한판 전쟁

을 벌인다. < 렌게리 렌로스>에서 알렉

볼드윈과 알 파치노, 잭 레먼의 앙상블을

이끌어내었던 제임스 폴리가 어떻게 이 두

배우간에화학반응을이끌어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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